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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당증체량 (kg), 등지방두께 (mm), 90kg도달일령 (일), 등심깊이 (mm)와 정육율 (%)에 대한

유전력은 각각 0.40, 0.44, 0.40, 0.25와 0.48로 추정되었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산육형질에 대한

육종가 및 순위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995∼1.000과 0.991∼1.000의 범위에서 추정되었으며, 고도의

유의적인 수준 (p<0.0001)을 나타냄으로서 농장별로 추정된 육종가와 거의 일치하였다. 산육형질별

top 5%와 top 10%의 선발두수에 대한 농장별 상대적 선발비율은 그 동안 폐쇄축군을 유지하면서 각

농장들이 추구하는 개량형질에 따라서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농장간 통합검정자료를 이용한 국

가단위유전능력평가체계를구축하여우수종돈을선발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고판단되었다.

주요용어: 등심깊이, 등지방두께, 일당증체량, 정육률, 90kg도달일령.

1. 머리말

국내 종돈의 생산체계는 핵돈군 (GGP; 순종돈 생산농장), 증식돈군 (GP; F1 생산농장)과 비육돈군

(PS; 비육돈 생산농장)의 피라미드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종돈의 개량은 순종돈을 생산하는 핵돈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유전자의 흐름은 상부에서 하부로만 전달되어지고

하부의 유전자는 상부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이며, 최상부의 핵돈군은 종돈에 대한 능력검정 및 선발을

통하여개량되며, 개량된우수한유전자는하부로전달되어경제적으로우수한비육돈을생산하는데이

용된다. 따라서 우수한 핵돈군의 조성은 종돈 개량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Kang 등, 2012),

한 나라의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내 종돈장들의 규모가

양돈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그동안 폐쇄축군을 유지하면서 농장 특유의 개량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없었던것이현실이다. 종돈의개량효율은그집단의크기에따라급격히증가하기때문에개량

을 위한 검정의 단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Song 등, 2010). 정부는 이러한 종돈개량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각 종돈장간의 유전적 연결을 통하여 종돈의 개량 단위를 확대시키는 돼지개량네트워크 구

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육형질에 대한 농장간 통합자료를 이용하여 종돈

의육종가, 순위및순종돈생산농장내선발비율의변화를구명함으로서국가단위종돈개량체계구축을

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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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설립연도가 서로 다른 3곳의 GGP 종돈장으로부터 1998년 3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에 태어난 개체들의 검정기록을 수집한 후, 표본오류로 여겨지는 자료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집

된 총 118,902두의 일당증체량 (kg), 등지방두께 (mm), 90kg도달일령 (일), 등심깊이 (mm)와 정육률

(%) 등 5개의산육형질은보정식 (NIAS, 2010)을이용하여보정치를산출한후분석에이용하였다. 현

재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농장간 유전적 연계를 위한 우수 종돈들의 정액이 각 종돈장

에 보급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아직 이들 자손의 검정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각 농장간 유전적 연계

는 나타나지 않았다. B농장의 검정기록이 전체의 38.1%를 차지하는 44,988개였으며, A농장의 경우 전

체의 28.4%로 33,773개였다. 전체 자료에서 종부돈과 종모돈의 수는 각각 978두와 8,085두였으며, 자

료의분포및특성은 Table 2.1에제시하였다.

Table 2.1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data,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productive traits

by great grand parent (GGP) farm

Item
GGP Farm

Whole dataset
A B C

No. of records 33,773 44,988 40,141 118,902

sires 293 332 353 978

dams 2,571 2,884 2,630 8,085

Traits

DG (g) 617.81±62.89 589.59±50.52 602.60±59.65 602.00±58.48

BF (mm) 14.40± 3.15 14.85± 2.91 13.55± 2.51 14.29± 2.91

D90 (day) 148.25±12.31 151.33± 9.71 148.55±10.94 149.52±11.01

LD (mm) 46.56± 4.84 46.92± 4.75 48.40± 4.72 47.32± 4.83

MR (%) 58.62± 2.80 57.90± 2.66 58.37± 2.40 58.26± 2.63

DG: daily gain, BF: backfat thickness, D90: days at 90kg, LD: loin eye depth, MP: meat rate

2.2. 통계적 방법

통합검정자료를 이용한 형질들의 유전모수 및 개체의 육종가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 1과 농장별 개체

의육종가를추정하기위한모형 2는다음과같다.

ytijkl = HY Sti + SEXtj + atk + etijkl (2.1)

ytijkl = Y Sti + SEXtj + atk + etijkl (2.2)

위에서, ytijkl = t번째 산육형질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90kg도달일령, 등심깊이, 정육률)

의 관측치 (t = 1, 2, · · · , 5), HY Sti = t번째 산육형질의 i번째 농장-출생년도-계절의 고정효과

(i = 1, 2, · · · , 188), Y Sti = t번째 산육형질의 i번째 출생년도-계절의 고정효과, SEXtj = t번

째 산육형질의 j번째 성별의 고정효과 (j=1, 2), atk = t번째 산육형질의 k번째 개체의 육종가

(k = 1, 2, · · · , 120, 874), etijkl = t번째산육형질의임의오차이다. V ar(a) = A⊗σ2
a, V ar(e) = I⊗σ2

e ,

A(120,874x120,874) = 개체들간의상가적유전혈연관계를나타내는혈연계수행렬이며, I(120,874x1) = 단

위행렬이다.

다형질 평가모형을 수행하기 위한 5개 산육형질들에 대한 분산-공분산성분은 VCE 6.0 (Groeneveld

등, 2008)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유전력 (h2) 은 5개의 산육형질들의 유전적 변이 중에서 다음 세대

에전달되는비율, 즉표현형분산중에서상가적유전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며, 유전력 (h2), 유전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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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및표현형상관 (rP ) 은다음과같다.

h2 =
σ2
a

σ2
a + σ2

e

, rG =
ĈOV a(i,j)√
σ2
a(i) × σ2

a(j)

(i ̸= j), rP =
ĈOV p(i,j)√
σ2
p(i) × σ2

p(j)

(i ̸= j)

위에서, σ2
a = 상가적유전분산, σ2

e = 오차분산, σ2
p = 표현형분산, ĈOV a(i,j) = 두형질간유전공분

산이며, ĈOV p(i,j) = 두 형질간 표현형 공분산이다. 그리고 두 모형간 비교를 위한 개체의 육종가는 전

체자료와, 각농장별로 PEST program (Groeneveld, 1990)을수행하여추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전모수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90kg도달일령, 등심깊이와 정육율에 대한 유전력 (±표준오차)은 각각

0.40±0.01, 0.44±0.01, 0.40±0.01, 0.25±0.01과 0.48±0.01로 추정되었다 (Table 3.1). 일당증체량

의 유전력은 국내에서 보고된 0.466 (Song 등, 2010)과 0.50 (Choi 등, 2004)보다 낮게 추정되었으

며, 국외에서 보고된 0.45 (Chen과 Baas, 2002)와 0.28 (Lutaaya과 Misztal, 2001)의 중간값으로 추

정되었다. 반면에, 등지방두께의 유전력은 국내외에서 보고된 0.444 (Song 등, 2010), 0.47 (Kang 등,

2012), 0.47 (Johnson과 Nugent, 2003), 0.48 (Chen과 Baas, 2002)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90kg도달일령의 유전력은 Kang 등 (2012)이 보고한 0.29보다는 높게, Song 등 (2010)의 0.466,

Chen과 Baas (2002)가 보고한 0.45보다는 낮게 추정되었다. 또한 등심깊이의 유전력은 국내외에서 보

고된 0.26 (Kang 등, 2012), 0.226 (Song 등, 2010)과 0.29 (Johnson과 Nugent, 2003)와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정육율에 대한 유전력의 범위는 0.44 0.57 (Stern 등, 1994)이라 알려져 있으며, Kang

등 (2010)이 보고한 0.448과 거의 비슷하였다. 한편, 일당증체량과 90kg도달일령의 유전 및 표현형 상

관계수는 각각 -0.99와 -0.98로 고도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의 유전 및 표현

형 상관계수는 각각 -0.87와 -0.63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산육형질들간 상관계수의 추세는 국내의

보고 (Song 등, 2010; Kang 등, 2012)와거의일치하였다.

Table 3.1 Heritabilities±standard errors (diagonal), genetic (upper) and phenotypic (lower)

correlations among productive traits using a model 1

Traits 1 2 3 4 5

1. Daily gain (g) 0.40±0.01 0.26 -0.99 0.27 -0.06

2. Backfat thickness (mm) 0.27 0.44±0.01 -0.24 -0.16 -0.87

3. Days at 90kg (day) -0.98 -0.25 0.40±0.01 -0.24 0.07

4. Loin eye depth (mm) 0.28 -0.03 -0.26 0.25±0.01 0.41

5. Meat rate (%) -0.05 -0.63 0.06 0.32 0.48±0.01

3.2. 육종가

산육형질들에 대한 개체의 육종가는 통합검정자료를 이용한 모형 1과 농장별 자료만을 이용한 모형

2에 의하여 추정되었으며, 통합검정자료를 이용한 유전능력 평가의 적합성 검정은 모형 1과 2에서 추정

된육종가및순위간의상관계수를이용하였다.

추정된 육종가는 BLUP (best linear unbiased prediction)이론에 따라 평균은 0이고 정규분포를 따

르며 (Henderson, 1975),분산의크기에따라범위가달라진다 (Cho등, 2014). Table 3.2에는모형 1에

서 추정된 산육형질에 대한 육종가의 범위와 각 농장별 육종가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일당증체량,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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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두께, 90kg도달일령, 등심깊이와 정육률에 대한 육종가의 범위는 각각 207.06g, 11.28mm, 39.26일,

14.71mm와 12.21%였으며, 즉 산육형질들에 대한 120,874두의 육종가가 대부분 이들 범위내에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의 종축으로 선발되어지는 우수한 개체들은 육종가 분포에서

극단치에 위치한다. 예로, 일당증체량이 우수한 개체들은 정 (+)의 극단치, 등지방두께가 우수한 개체

들은 부 (-)의 극단치 부분에 분포한다. 그러나 농장별 육종가의 범위는 어떤 형질에서 어느 농장의 개

체가 선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반듯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종가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아주 뛰어나

거나 아주 열등한 개체 1마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정된 육종가의 범위만 고려한다면

일당증체량과 90kg도달일령은 B농장, 등지방두께와 등심깊이는 C농장, 정육률은 A농장에서 가장 우

수한개체들이선발될것으로보여진다.

Table 3.2 Minimum (Min.) and maximum (Max.) of breeding values estimated by model 1

for productive traits

Traits
Whole

GGP Farm

A B C

Min. Max. Min. Max. Min. Max. Min. Max.

DG -102.58 104.48 -102.58 95.57 -89.89 104.48 -93.93 85.70

BF -5.17 6.11 -4.78 5.99 -4.65 5.88 -5.17 6.11

D90 -17.35 21.91 -14.95 21.91 -17.35 19.66 -15.00 17.72

LD -7.38 7.33 -7.38 6.06 -7.01 5.78 -5.59 7.33

MR -6.85 5.36 -6.85 5.11 -6.01 4.43 -6.03 5.36

모형 1과 모형 2에서 추정된 산육형질에 대한 육종가간의 상관계수는 0.995∼1.000의 범위에서 추정

되었으며, 고도의유의적인수준 (p<0.0001)을나타내었다. 순위상관계수역시 0.991∼1.000의범위에

서 고도의 유의적인 수준 (p<0.0001)을 나타냄으로써 통합자료를 이용했을 경우 추정된 육종가는 그동

안 농장별로 추정된 육종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Table 3.3). 결과적으로 농장간 통

합자료에 의한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의 구축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돼지개량네트워

크사업에 따른 GGP 농장간 유전적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추정된 육종가의 정확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개체모형에서 혈연계수행렬의 연계는 개체의 정확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우선적

으로 GGP 농장에서 측정된 산육형질들에 대한 표현형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방

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측정방법이 수행되지 않은 자료에서 농장효과를 모형에 포함시켜 유전

능력을평가하는것은육종가의신뢰도를높이는데한계가있다고생각된다.

Table 3.3 Breeding value and rank correlations between model 1 and 2 for productive traits

in each farm

Traits

GGP farm

A B C

BV Rank BV Rank BV Rank

Daily gain (g) 1.000 0.995 0.999 0.998 0.995 0.991

Backfat thickness (mm) 1.000 0.999 0.999 0.997 0.998 0.993

Days at 90kg (day) 1.000 0.993 0.998 0.995 0.995 0.998

Loin eye depth (mm) 1.000 0.997 1.000 1.000 0.998 0.997

Meat rate (%) 1.000 0.999 0.999 0.997 0.999 0.988

All valu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significantly at the 0.0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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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발비율

Table 3.4에는 산육형질별 기록이 있는 두수 (118,902두) 중에서 Top 5%의 농장별 선발두수

(5,945두)를 제시하였다. 3곳의 농장은 보유두수는 같지 않기 때문에 보유 두수가 많은 B농장에서

더 많이 선발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체두수에서 선발된 두수를 각 농장별 보유두수로 나누어 상대적

비율을 추정하였다. 일당 증체량의 경우 B농장에서 3,309두가 선발되고 상대적 비율도 7.4%로 높다.

등지방두께의 경우는 C농장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90kg도달일령에서 B농장이 7.6%로

가장 높고 C농장은 1.1%에 불과하였다. 등심깊이는 B 농장에서 5.6%, 정육률은 C농장에서 8.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각 농장들이 그 동안 폐쇄축군을 유지하면서 특정형질에 대하여 개량을

해온결과로보여진다. Top 10%의경우에도 top 5%의추세와거의일치하였다 (Figure 3.1).

Table 3.4 Selected animals upper top 5% (5,945 heads) of breeding value from animals

with a record for productive traits in each farm

Traits Mean±SD
Selected animals Relative ratio (%)1

A B C A B C

Daily gain (g) 52.14±11.08 2,030 3,309 606 6.0 7.4 1.5

Backfat thickness (mm) -2.71± 0.39 1,236 1,122 3,587 3.7 2.5 8.9

Days at 90kg (day) -9.07± 1.87 2,051 3,435 459 6.1 7.6 1.1

Loin eye depth (mm) 3.17± 0.58 1,728 2,514 1,703 5.1 5.6 4.2

Meat rate (%) 2.70± 0.40 1,481 945 3,519 4.4 2.1 8.8
15,945 heads/heads of farm)×100, A33,773 heads, B44,988 heads, C40,141 heads

Figure 3.1 Relative ratios of top 5% (left) and top 10% (right) animals selected from GGP farms by productive

traits (DG: daily gain, BF: backfat thickness, D90: days at 90kg, LD: loin eye depth, MP: meat rate)

4. 결론

종돈장간의 유전적 연결 (네트워크)을 통하여 작은 규모의 종돈장 단위의 개량에서 국가단위의 종돈

개량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양돈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 동안 GGP 농

장들의 자료 수집이 어려움을 겪던 것과 달리 통합검정자료에 의한 유전능력평가가 가능해 졌다. 본 연

구에서 통합평가모형으로 추정된 육종가와 순위가 농장별로 추정된 것과 거의 일치함으로서 각 종돈장

간의유전적연결을통한종돈의개량단위를확대시키기위하여농장간통합자료에의한국가단위유전

능력평가체계의구축이우수종돈을선발하는데더바람직하다고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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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itability estimates for daily gain (g), backfat thickness (mm), days to 90kg (day),

loin eye depth (mm) and meat percent (%) were 0.40, 0.44, 0.40, 0.25 and 0.48, respec-

tively. Estimates of correlation between breeding value and rank for meat productivity

traits by model 1 and 2 were 0.995 1.000 and 0.991 1.000, respectively and highly sig-

nificant (p< 0.0001), and they were almost identical to the breeding values estimated

by different farms. When top 5% and top 10% animals were selected by meat produc-

tive traits at different farms, markedly different animals were selected by farms since

the selected improvement traits in each farm maintaining closed herds were different.

Therefore,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superior pigs should be selected after the es-

tablish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genetic performance at national level using the

integrated data obtained from various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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